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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SOJOURNER TRUTH 기념물을 위해 예술가를 선택했다고 발표
Vinnie Bagwell 작가의 조각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을 따라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 )에 자리하게 될 것

뉴욕주의 역사에 기여한 모두를 보다 나은 방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기념물
기념물 작업을 확인하시려면 이곳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용커스의 조각가가 유명한 폐지론자이자 여성참정권
운동가인 Sojourner Truth 를 기리는 기념물을 창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념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을 따라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에
위치하게 됩니다. 조각가이자 예술가인 Vinnie Bagwell 가 제안한 디자인은 7 피트
높이의 Sojourner Truth 동상으로, 인종과 종교를 넘어 뉴욕주 역사에 기여한 모든
여성과 사람들을 완전히 포함시켜 나타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journer Truth 의 용기와 결단은 국가 전역의
여성 및 유색 인종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물로 인해 미래
세대들이 그의 유산을 기억하게 하고,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가 뉴욕 주민 Vinnie Bagwell 에게 이 기념물을
창작하는 일을 맡길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을
따라 이 역사적인 인물을 그리는 그의 작품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운동 위원회(NYS Women's Suffrage Commission)의 회장이자,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에 위치할
Sojourner Truth 의 기념물은 여성 참정권 운동 및 우리의 권리과 보호를 위해 싸우는
많은 여성을 기릴 것입니다.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 기간 및 매월,
우리는 앞선 여성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뉴욕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그들의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2017 년 11 월, Cuomo 주지사와 Kathy Hochul 부지사는 뉴욕주 여성 참정권 운동
100 주년을 기념해 Sojourner Truth 의 명예를 기리는 기념물의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Truth 는 1797 년 경 얼스터 카운티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며, 세 번 팔린 후

1826 년 궁극적으로 자유를 찾아 탈출했습니다. 그는 1883 년에 사망 전까지 유명한 노예
해방론자이자 여성 권리 지지자였습니다.
Vinnie Bagwell 작가의 디자인은 Sojourner Truth 의 온기와 열정, 겸손,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텍스트와 점자, 기호 등을 포함한 저부조 조각 기술로 풍부한
디테일의 내러티브를 표현하여, 관객들이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표면에 있는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스커트의 주름은 자녀를 돌보는 어린 노예 어머니와 노예
판매 사인, 여성 참정권 운동 행진의 포스터 이미지 등 Sojourner 의 인생 경험을 표현할
캔버스로 사용될 것입니다.
뉴욕 출신인 Bagwell 작가는 또한 용커스에서 인슬레이브드 아프리칸스 레인
가든(Enslaved Africans’ Rain Garden)의 컨셉 및 디자인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공공
예술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최초로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아프리카 노예를 기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ojourner Truth 조각상은 방문객을
자유와 여성권에 대한 Sojourner Truth 의 강함과 비전, 헌신에 연결하는 ‘위대한
연결(The Great Connection)’으로서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의 역사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평등과 자유를 위한 싸웠지만 평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할 기회를 준 Cuomo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예술가 Vinnie Bagwell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품의 디자인은 비판적 생각을 북돋우고
장소감을 형성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예술성이 강력하고 유용한 사회 변화의 도구라는
점을 일깨웁니다. 예술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희망과 영감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이 특별한 장소의 방문객들이 인종, 성별, 문화적 다원주의의 강함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Adele Reiter 얼스터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스터 카운티의
가장 추앙받는 역사 인물을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할 장소로 얼스터 카운티의 성장하는
트레일 시스템의 시작점을 선택한 일에 대해 Cuomo 주지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이사회 및 직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방문객이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에서 얼스터 카운티에 들어올 때, Sojourner Truth 가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는 19 세기 해방운동의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강함과 희생,
평등이라는 공유된 가치를 체현하여 얼스터 카운티를 살기 좋은 훌륭한 지역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워크웨이로부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레일를 따라 얼스터 카운티를
횡단하고 하이랜드, 뉴 팔츠, 로젠데일, 킹스톤을 통과하면서, 저는 방문객과 거주자들이
모두 엄청난 풍경과 우리의 위대한 공원, 역사적인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400 년간 우리나라의 특징을 만들어온 역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뉴욕주는 여성 권리 운동의 본거지입니다. 1848 년 세네카 폴스에서 Lucretia Mott 및
Elizabeth Cady Stanton 이 주관한 사상 최초의 여성의 권리 대회(Women's Rights
Convention)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9 년 후인 1917 년 11 월 6 일, 뉴욕주
여성들은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로부터 삼 년 후, 미국 전 지역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 19 차 수정안(19th Amendment)이 비준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회장을 맡은 뉴욕주 여성 참정권 위원회는 19 번째 수정안이
통과된 후 100 주년이 되는 2020 년 사이의 여성 참정권 기념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프로그램은 여성 참정권 성취와 이 획기적 사건에서의 뉴욕 주민 및
뉴욕주가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을 축하하고, 동시에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ny.gov/suffrage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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